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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쉐론 콘스탄틴은 아메리칸 1921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오리지널 모델의 특성을 간직하면서 
광란의 1920년대의 상징적인 모델을 충실히 재현했습니다.

- 이 특별한 타임피스는 전통적인 기술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매뉴팩처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제네바 - 바쉐론 콘스탄틴은 아메리칸 1921 시계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 시대를 상징하는 타임피스를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해 메종의 아카이브와 워치메이킹 전문성을 
탐구했습니다. 탁월한 장인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술과 인간의 서사시에서 탄생한 
아메리칸 1921 유니크 피스는 일 년간 메종의 복원 워크숍과 헤리티지 부서의 뛰어난 전문성을 모두 
동원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워치메이킹 업계에서는 최초로, 메종의 유산과 전통 
기술의 보존, 계승 및 지속적인 발전을 향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레퍼런스 1921은 단 24피스만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그중 단 하나만이 바쉐론 콘스탄틴의 
프라이빗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어 매우 진귀하며 수집가와 시계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시계들은 스토리를 전달하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을 되돌아보고 지나간 
시대를 경험하게 합니다. 마치 1921년처럼 충실하게 재현된 아메리칸 1921 유니크 피스는 광란의 
1920년대의 창의성을 향한 여정을 선보이며 올해로부터 100년 전 선보였던 장인 기술의 아름다움을 
재현합니다. 주빌레Jubilee 시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 모델은 바쉐론 콘스탄틴이 265년 이상 
구축해 온 핵심적인 장인의 노하우를 향한 매력적인 여정의 결실입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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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워치메이킹의 예술을 영구히 이어가고자 하는 헤리티지 
및 복원 부서의 헌신

바쉐론 콘스탄틴의 프라이빗 컬렉션에서 아메리칸 1921 모델을 충실히 재현한다는 아이디어가 처음 
구체화되었을 때, 그 프로젝트는 흥미로우면서도 야심차게 보였습니다.

메종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헤리티지 부서는 매뉴팩처 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755년부터 시작된 메종의 탁월한 타임라인을 걸쳐 특별한 컬렉션을 관리하고 있는 이곳은 
단지 오래된 박물관이 아닙니다. 매일 그곳에서 일하는 팀의 연구와 전문성은 새로운 컬렉션을 
창조하는 데 무한한 영감을 주며 복원 워크숍을 위한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부서는 800
개의 기계와 작업 공간 및 도구, 상당한 양의 문서와 도상학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 관련 업체, 공급자와 고객 간의 서신, 다양한 문서와 사진으로 구성된 수많은 양의 생산 및 회계 
기록물들이 420m에 이릅니다. 이 모든 자료는 수십 년,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 낸 바쉐론 콘스탄틴의 
활동을 역사적, 예술적으로 조명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작된 모든 모델들이 생산 기록에 체계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출시부터 해당 모델의 추적가능성을 보장하는 자료들의 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유산은 아메리칸 1921 탄생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복원 워크숍 팀에 
견고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복원 워크숍은 잊혀진 기술을 되살려 현대의 기술과 과거의 
노하우를 결합하는 진정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몇 세기에 걸쳐 제작된 시계를 모두 복원해낼 수 있는 매뉴팩처는 많지 않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해내고 있으며, 모든 타임피스의 위대한 유산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원 장인의 기술과 스타일을 통해 이들의 작업에서 윤리 의식에 대한 존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인들은 상당한 양의 부품을 사용하고 부품의 여백을 조정하거나 
전체를 다시 새롭게 제작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어떤 작업보다 정교한 작업으로, 특히 복잡한 사이즈 
계산이 요구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래된 타임피스를 그 본질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인 복원 워크숍의 워치메이커들은 역사학자의 관점을 과학적 분석과 결합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지금까지 앤틱 시계를 완전히 재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 복원 
작업은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정확하고 충실해야 하므로 윤리를 존중하며, 일 년 동안 이어진 
프로젝트에서 경험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한 장인들의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수개월에 걸친 매뉴팩처 아카이브 연구, 몇 주간의 반영과 관찰, 수많은 실험,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와 더불어 성공적인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메리칸 1921 유니크 피스는 전 
세계 바쉐론 콘스탄틴 부틱에서 장기간 선보이며 2021년 내내 주목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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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 밀링 커터

19세기 중반의 라운딩 기계

앤틱 기계 및 도구
과거에 이루어진 수작업들을 재현하기 위해 장인들은 바쉐론 콘스탄틴 헤리티지의 몇 가지 역사적인 
도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정면 선반 Facing lathe을 사용하여 케이스 구성 요소를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라운딩 업(토핑) 도구는 휠의 톱니 모양을 수정하고 
직경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워치메이커는 18세기의 수직 드릴링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무브먼트 메인 플레이트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들은 주얼을 세팅하기 위해 20세기 초반의 
스테이킹 도구를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빈티지 기계들은 20세기 초반의 밀링 커터 및 리벳팅 도구와 같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도구들로 보완되어 장인들은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당시의 작업 및 개발 
기법을 밀접하게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방식의 작업 결과는 제작 기술의 계승, 강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향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변함없는 노력을 상징하는 탁월한 수집가의 아이템으로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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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무브먼트의 재탄생
바쉐론 콘스탄틴 복원 워크숍의 워치메이커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매뉴팩처에서 제작된 가장 
탁월한 타임피스를 재현하는 기법을 완전히 마스터했지만, 이전에는 처음부터 빈티지 칼리버를 다시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리지널 모델을 구동하는 오리지널 11-리뉴 ligne 칼리버 누보의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해야 하는 브릿지와 메인 플레이트를 제외하고, 복원 워크숍의 
재고는 필요한 모든 빈 부품에 접근할 수 있는 장인들에게는 금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빈티지 
케이스에는 사이즈와 형태가 모두 다른 무수히 많은 부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고도로 철저한 
연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부품들을 하나씩 식별하기 위해 오리지널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115
개의 각 부품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한 관찰과 비교를 통해 
워치메이커들은 칼리버를 계획하고 모형을 만들 수 있었으며, 특히 정교한 사이즈 계산이 필요한 
극도로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헤리티지 부서에서 보호하는 아카이브 문서는 이 빈티지 무브먼트의 사양에 따라 
브릿지와 메인 플레이트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각 부품은 
조립하기 전에 어떻게 조정하고 보정할 수 있을까요? 빈티지 기계는 어떻게 조절될까요? 일반적으로 
주얼을 박아 두었는데, 무브먼트에 주얼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었을까요? 휠의 정확한 도금 컬러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오리지널 칼리버에 충실하게 재현하려면 거리와 높이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요? 이 모든 문제들은 잠재적인 오류로써 프로젝트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워치메이커가 모든 부품들을 하나씩 조립하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무브먼트에 주얼을 세팅하는 것은 진정한 역작이었습니다. 1940년대부터 주얼을 박는 것이 
관례였고, 바쉐론 콘스탄틴 복원 워크샵의 워치메이커는 매우 오래된 타임피스에서 손상된 주얼을 
교체하는 작업에는 익숙했지만, 지금까지는 주얼을 직접 세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스톤에 맞게 
정확한 깊이로 금속을 파내는 작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100번에 가까운 여러 시도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양한 수공 인그레이빙과 함께 그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무브먼트를 장식하는 특별한 
리브 패턴을 재현하는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연구 작업도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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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 장인 정신으로 차별화되는 다이얼과 케이스
아메리칸 1921의 외관을 정확하게 재현한 것 또한 수작업의 진정한 위업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메이커들은 1921 타임피스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아카이브 문서와 비교한 
다음 케이스와 다이얼의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제작하며 수많은 기술적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복원 워크숍의 재고에서 크라운과 핸즈의 빈 부품과 같이 일부 부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아메리칸 1921의 직경에 따라 31.5mm의 케이스를 시작으로, 다른 부품들은 완전히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케이스는 역사적인 모델 (18K 3N 옐로우 골드)에 사용된 특별한 골드 합금으로 복원 
워크숍의 금세공 장인이 제작하였으며, 정확한 컬러를 재현하기 위해 분광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커스텀을 위해 케이스백에 레이저로 인그레이빙한 것만이 아메리칸 1921 유니크 피스와 오리지널 
모델을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이얼 제작에도 오리지널 다이얼의 그레인과 고유한 아름다움을 복원하는 장인의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워치메이킹 장식 분야에서 가장 섬세한 기술로 여겨지는 고대 기법인 그랑 푀 에나멜로 
제작된 다이얼은 가마 속에서 800°C가 넘는 온도로 여러 번 구워야 했습니다. 당시의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복원 워크숍에서 수작업으로 완성한 블루 컬러의 슬림한 오픈 팁 핸즈와 더불어 빈티지한 
숫자와 로고가 특징입니다.

작은 디테일까지도 세심하게 제작되었으므로 스트랩에도 계속해서 스타일이 구현되었습니다. 
18K 3N 옐로우 골드(오리지널 모델과 동일한 합금)의 핀 버클 또한 바쉐론 콘스탄틴 워크숍에서 
제작되었습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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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1921 유니크 피스, 2021년 (브라운 스트랩)
아메리칸 1921, 1921년 (블랙 스트랩)

1921년의 시계 착용 방식에 대한 찬사
오리지널 아메리칸 1921 고유의 특성을 가진, 특별하고 그대로 재현된 이 타임피스는 
역사학자의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 시계는 1920년대의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은 물론, 광란의 1920년대에 미국과 유럽 전반에 
불던 자유의 바람과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은 다양한 형태의 케이스를 통해 
“Classic with a 
Twist”를 표현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이 타임피스는 또한, 손목시계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초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 손목시계가 그전까지 더 견고하고 정확하다고 간주되던 포켓 워치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매뉴팩처가 무브먼트의 저항력과 신뢰성, 소형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방수 요건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손목에 
시계를 착용하는 방식은 시계가 먼지와 습기, 물과 같은 외부 요인과 충격 면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혹시 모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계 소유주는 손을 
씻을 때 세면대 가장자리에 손목시계를 두는 등, 많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계는 매일 
손으로 와인딩하고 관리해야 하는 삶의 동반자로 간주되었습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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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러 세대의 마스터 장인들을 통해 워치메이킹 전문성과 스타일을 계승하여 풍부한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상징적인 아메리칸 1921 모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부터 새로이 재현했습니다. 11-리뉴 ligne 칼리버 누보에서 골드 케이스, 장식 및 외부 부품까지 
아메리칸 1921 유니크 피스는 100년 전 제작된 오리지널 모델의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극도로 복잡하고 전례 없는 이 제작 과정은 복원 워크숍과 바쉐론 콘스탄틴 헤리티지 팀의 숙련된 
워치메이커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열정적이고 흥미로운 인간과 기술의 모험 과정에서 
오래된 도구와 잊혀진 노하우를 되살리며 일 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메종의 헤리티지에 대한 
애착과 전통적인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하는 특별한 타임피스가 
탄생했습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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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American 1921 Pièce unique  

Reference 1921H/000J-B949

Calibre 1921
 Developed and craft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manual-winding
 24.8 mm (11‘’’) diameter, 4.31 mm thick 
 Approximately 30 hours of power reserve
 2.5 Hz (18,000 vibrations/hour) 
 115 components
 16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s

Case 18K 3N yellow gold, same alloy as the 1921 original timepiece 
 Hand-crafted in the Vacheron Constantin restoration workshop
 31 mm in diameter, 8.75 mm thick

Dial White, Grand Feu enamel
 Blued steel open-tipped hands – blued in our workshops 
    
Strap Brown calf leather, hand-sewn, tone-to-tone stitching, 
 Calf lining

Buckle 18K 3N yellow gold pin buckle, same alloy as the 1921 
original timepiece 

 Hand-crafted in the Vacheron Constantin restoratio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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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65년이 넘게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릭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를 가질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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